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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IQUE SMITH (쉬닉 스미스)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인 Shinique Smith는 의류, 직물 및 소지품이라고 부르는 영역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사용하여 조각, 그림 및 특정 장소 설치를 구성한다. 사물이 개인적, 사회적 규모로 

공명하는 방식을 조사하는 Smith의 작품은 소비, 이주, 성역의 융합에서 작동한다. 스미스의 

손에서 이 작품들은 공간, 시간, 장소를 가로 지르는 연결 고리를 드러내며 희망찬 기쁨으로 

새롭게 된 세계를 건설 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스미스의 작품 중 Piece of Grace 작품은 버려진 

옷을 모아 다시 염색한 후 만들어진 작품이고, 미국이 다민족 사회이지만, 분산되지 안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제작된 작품 이다. 

  

백아트가 참여했던 아트 자카르타 온라인 페어에서 선 보인 작품들은 오로지 몸짓을 통해서만 

표현되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이 불확실하고 비극적인 시대에 작업은 자신의 생각, 

두려움, 기쁨, 불안 등을 시적인 형태로 풀어내고 진화시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다고 한다. 

모든 작품은 작가의 손과 기분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며 작가의 연습을 통해 짜인 제스처를 

탐구한다.  

  

쉬닉 스미스는 볼티모어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로스 엔젤레스에서 거주하고 있다. 스미스의 

작품은Baltimore Museum of Art, The Barnes Museum, Brooklyn Museum of Art, Bronx 

Mu- seum, Contemporary Art Center, New Orleans; Denver Art Muse- um, The Frist 

Center for Visual Arts, Kemper Museum, Madison Museum of Contemporary Art, 

Minneapolis Art Institute, MOCA Jacksonville, MOCA North Miami, MOMA PS1, 

Museum of Fine Arts, Boston; The National Portrait Gallery, Washington, DC, The New 

Museum, The Studio Museum of Harlem and The Whitney Museum 등등의 장소에서 

전시되었으며 소장되어 있다. 



New Directions (Study) , 2019 

Ink, acrylic, vintage fabric scraps and collage on paper 

38 x 28 cm (Image) 

$ 4,000 USD (framed) 



Ode to Lelanya, 2016 

Clothing, fabric, ribbon, rope, pillows, acrylic, copper wire and bamboo 

132 x 36 x 33 cm 

$ 35,000 USD 



Working Loose, 2020 

Acrylic, ink, fabric, and yarn on canvas 

76 x 76 x 4 cm 

$ 25,000 USD 



Pieces of Grace, 2020 

Clothing, ribbon, fabric, and dye over wood panel 

66 x 66 x 11 cm 

$ 25,000 USD 



LIES KRAAL 리스 크랄 (b.1937) 
 

Lies Kraal은 로테르담에서 태어났으며 50년대부터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두고 작업하고 있

다. 작가는 수 십 년 동안 Light and Space movement의 조형 세계를 보여주며 활동했다.  

Lies는 1988년에 선불교를 접하였고, 불교의 명상이 그녀의 회화적 접근을 분명하게 알려주었

지만, 선(禅)의 진부함을 지양한다. 질감과 색상과 같은 그림의 기본적인 본질은 그녀의 작품

에서 매우 중요하다. 작가는 본인의 작품을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는 것 이외의 방식으로 즐기 

기를원한다. 

 

작가는 1980년부터 로스앤젤레스, 산타페, 멕시코시티, 한국에서 개인전을 통해 국내외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뉴욕, 로스앤젤레스, 로마 및 독일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5년에 

Panza 박사는 Lies를 Panza 컬렉션을 대표하는 6 명의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작가는 2003년 텍사스 Marfa의 Chinati 재단에서 레지던스를 했고, 2005년에는 로스앤젤레스

에서 COLA Fellowship 을 받았다.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가장 최근의 개인전은 2016 년 

Susanne Vielmetter LA Projects이다. 2017년 Kaus Australis in Rotterdam에서 레지던시와 서

울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최근에 그녀는 2018년 구겐하임 Fine Arts in Fine Arts를 수상했다. 



Pauline Oliveros (The Beauty of Sorrow) , 2020 

Scored acrylic on Arches paper 

38.1 x 38.1 cm 

$ 6,500 USD (액자포함) 



Ella Fitzgerald, 2020 

Burnished azurite on scored acrylic on Arches paper 

38.25 x 38.25 cm 

$ 6,500 USD (액자포함) 



Terry Riley (in C), 2020 

Scored and burnished azurite on acrylic on Arches paper 

38.1 x 38.1 cm 

$ 6,500 USD (액자포함) 



Federico Garcia Lorca, 2020 

Scored and burnished azurite on acrylic on Arches paper 

38.1 x 38.1 cm 

$ 6,500 USD (액자포함) 



ELLIOTT HUNDLEY (엘리엇 헌들리) 
 

2019년 구겐하임 재단 펠로우쉽을 수상하였으며, 휘트니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 LA 브로드 뮤지엄, 

아테네 다키스 주아누 컬렉션, 덴마크 루이지애나 미술관, 마이애미 페레즈 아트 뮤지엄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된 작가이다. 

 

엘리엇 헌들리는 1975년생으로 로드아일랜드 미술학교, 스코히건 미술학교를 거쳐 UCLA에서 석사를 

마쳤으며 현재 LA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가는 미술사를 반추하며 여러 오브제를 캔버스 평면 위

에 꼴라쥬 하며 작업한 로버트 라우쉔버그의 ‘콤바인 페인팅’과 오브제를 공중 위에 매단 칼더의 ‘모빌’을 

가장 큰 혁명적인 형식적 변환이라 말한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이 둘을 결합한 ‘콤바인 모빌’이라고 명

명하였다. 회화, 조각, 설치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작품은 대체로 큰 사이즈에 화려한 색채로 장

식된다. 하나의 거대한 추상 화면처럼 보이는 작품은 가까이에서 관찰하면 잡지에서 오린 사진, 천, 거울 

등 구체적인 물질들이 섬세하게 쌓여 오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신화, 문화, 종교 등 이 시대의 불협화음이 

뒤섞인 그의 작품은 ‘현대의 초현실주의’라 할만한 내러티브를 담고 있기에, LA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술 

평론가 데이비드 페이젤은 그를 주목할만한 미래의 작가로 손 꼽는다.  

 

작가의 작업실은 창작의 산실이자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다. 엄청난 책과 수집된 오브제는 방대

한 지식과 문화에 닿고자 하는 작가의 열망과 노력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태리에서 잠시 거주하게 된 것

을 계기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 동안 자신이 속하고 자라왔던 미국 문화가 국제

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독교가 아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미신’과 ‘이단’이라고 판단하고 배제한 좁은 

문화였음을 깨닫고, 이후 적극적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와 신화를 연구하고 수집하기 시작했다. 관심 있

는 오브제를 모으고, 선별하고, 자르고, 핀으로 꼽으며 섬세하게 연결시키는 그의 작업방식은 또한 우연

찮게도 아시아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종종 드러나는 수공과 노동의 특징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소개할 

엘리엇 헌들리의 작품은 그 동안 주류와 변방으로 구분 되었던 위계의 경계선이 흐려지는 시대, 건조했

던 미니멀리즘이 사라지고 다원화를 추구하는 시대의 초상이다. 디지털 문화와 함께 무엇이든 소환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대, 그의 작품은 수 많은 수수께끼를 관객에게 던지고 있다. 



Over-long Faces, 2017 

Paper, oil, pins, fabric, abalone shell, glass, foam, and linen on panel 

92 x 61.75 x 13 cm 

$ 47,000 USD 





Fall, 2018 

Paper, foam, linen, and pins on panel 

79 x 62 x 9 cm (work size) 

80 x 64.8 x 8.3 cm (framed) 

$ 42,000 USD (액자포함) 





5.12.19.2, 2019 

 Oil stick, graphite, fabric, plastic, and collage on paper 

153 x 112 cm  

$ 33,000 USD (액자포함) 



12.1.20.2, 2019 

Oil stick and graphite on paper 

109.2 x 90.2 cm 

$ 22,000 USD (액자포함) 



12.10.20.1, 2020 

Ink and collage on paper 

43 x 36 cm 

$ 6,800 USD (액자포함) 



21.6.18.1, 2018 

Ink on paper 

31 x 24 cm 

$ 4,500 USD (액자포함) 



Jiha Moon 지하 문 b.1973 
  

Jiha Moon의 세라믹 조각 및 설치 작품은 유동적인 정체성과 사람과 문화의 전 세계적 

움직임을 탐구합니다. 그녀는 "저는 제 명쾌한 세계에서 문화 지도 제작자이자 아이콘 제

작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동양과 서양 미술의 다양한 역사, 대중 문화의 색과 디

자인, 한국의 사찰 그림과 민속 예술, 인터넷 이모티콘과 아이콘, 과일 스티커 및 모든 제

품 라벨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러한 어휘를 놀리고 변경하여 식별하기 어

렵지만 익숙한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Jiha Moon은 대한민국 대구 출신으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습니

다. 그녀는 아이오와 시티에 있는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MFA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Georgia, Taubman Museum, the Mint 

Museum of Art, The Cheekwood Museum of Art, Rhodes College, Clough-Hanson 

Gallery, James Gallery of CUNY Graduate Center,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Asia Society, New York, NY, High Museum of Art, Atlanta, GA, The Mint 

Museum of Art, Charlotte, NC, Smithsonian Institute,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Washington, DC, Weatherspoon Museum of Art, Greensboro, NC and The 

Virginia Museum of Fine Arts 등에 소장 되어 있습니다. 

 



Two Peach Face Jug, 2021 

Earthenware, underglaze, glaze, synthetic braid hair, Hanji beads 

34 x 23 x 15 cm 

$ 4,000 USD 



Lilac, 2021 

Porcelain, earthenware, underglaze, glaze 

24 x 25 x 18 cm 

$ 4,000 USD 



ELANA MANN 엘레나 맨 (b.1982) 

 

작가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수행하는 듣기와 말하기에 더 큰 의식을 가져다 주는 예술 작품

을 만든다. 그녀의 작품은 조각, 공연, 커뮤니티 참여 및 정치를 이어 준다. 

  

UBO (Unidentified Bright Objects, 미확인 밝은 물체) 시리즈는 시위 현장에서 소리를 

탐색하는데 전념하는 작업입니다. 마라카스(손에 들고 흔들어 소리를 내는 악기)는 제가 

참석하는 행진과 집회에서 소음을 더하고 달그락거릴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쉽게 휴대 

가능한 매체 입니다. UBO시리즈는 제가 슬로건, 정치, 형식을 탐구하고 저의 삶과 제 주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반영하며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습니다. 

 

비난-게임-딸랑이 시리즈는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책임과 비난의 문화적 역동성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 깊은 고통뿐만 아니라 큰 회복을 가져다 준 세력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의 형태는 악기(딸랑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향해 손가락이 향하게 되는데, 

비난의 행위가 심판 받는 사람만큼이나 비판하는 사람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작가는 캘리포니아 지역 재단 예술인 펠로우쉽, 스톤 & 드과이어 현대 미술상, COLA 인디비

쥬얼 아티스트 펠로우쉽 등 수많은 상을 받았다.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B.F.A.를 받았고 캘리포니아 발렌시아에 있는 캘리

포니아 예술 대학(Cal Art)에서 M.F.A를 받았다. 



Unidentified Bright Object #6, 2020 N/E 

Ceramic, wood, glass, paint 

30.5 x 15.25 x 5.25 cm. 

$ 500 USD 



Unidentified Bright Object #7, 2020 N/E 

Ceramic, wood, glass, paint 

33 x 9 x 9 cm. 

$ 500 USD 



박경률  PARK KYUNG RYUL (b.1979) 
 

박경률 작가는 2013년도에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석사 졸업 후 다양한 전시 활동을 하던 

중 영국으로 유학,  2017년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에서 Fine Art 석사 졸업 후 

국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8년 송은아트상, 2017년 북서울미술관 <도시, 도

시인(City and the People)>, 2016년 두산아트센터 <보기위해 눈을 사용한 일(Using the 

Eye in order to See)> 등의 기획전시에 선정되었으며, 2014년 커먼센터, 2013년 스페이

스 우리링앤딜링, 2018년 런던 Lungley gallery, 2017년 Side room, 2019년 백아트서울, 

2020년 두산 아트센터, 2020년 두산 갤러리 뉴욕 등에서 꾸준히 개인전을 가졌다.  

 

비위계적 회화를 지향하고 있는 본인의 회화에서 화면 위 '대상'과 '공간'은 균질한 회화의 조건

이 된다. 작업방식을 설명하는 조각적 회화는 개별의 붓질을 독립된 회화적 요소, object 로 다

루면서 (어느 것도 재현하지 않은)이미지의 위치(placement)와 구성(configuration), 틀과 같

은 외부적 요소만으로 회화를 작동시킨다. 여기서 쓰이는 조각적이라는 말은 조각적이라는 형

용사를 통해 조각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성질들 가령, 공간성과 시간성, 관객의 동선, 공간과의 관

계를 뜻하며, 그래서 조각적 회화의 방식은 마치 입체적 오브제처럼 평면 위의 요소들 또한 각각 

공간을 차지하는 오브제로 보는 관점이다. 그럼으로써 독립적으로 공간성을 획득한 작은 붓질

부터 형상적 이미지는 회화에서 환영과 서사의 작동을 멈추는 장치가 된다. 배경과 형상 사이의 

위계, 그리고 단일한 타임라인에 배치되는 서사를 배제하는 것은 회화를 구성하는 부분과 요소

들  사이의  위계를  다시  짜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 최근  개인전  <To 

Counterclockwise>(Doosan Gallery Seoul, 2020)와 <On Evenness>(Baik Art], 2019)에

서 각각 전통적인 매체인 회화와 물리적 공간으로 확장된 설치회화, 이 두가지 방식으로 접근하

여 실험하였다. 이를 통해 회화를 보는 관점을 확장하고 유연하게 하게 함으로써 ‘그리기’라는 행

위와 그것을 ‘보는(읽는)’ 인간 본연의 순수한 행위에 가깝게 접근해보고 싶었다. 

 



Home, 2018 

Oil on Cotton 

145 x 145 cm 

1,540 만원 



그림 74, 2020 

Oil on canvas  

71 x 50.8 cm 

350 만원 



그림 75, 2020 

Oil on canvas  

71 x 50.8 cm 

350 만원 



그림 76, 2020 

Oil on canvas  

71 x 50.8 cm 

350 만원 



Installation, 2020 

Oil on paper, ceramic, vintage toy, tape 

200 만원 



Mundane exercise, 2017 

Oil on paper 

56 x 42 cm (Image size)  

190 만원 (액자포함) 



Vulnerable painting #180, 2020 

Oil on unstretched canvas 

36 x 48 cm (Image size)  

170 만원 (액자포함) 



Vulnerable painting #179, 2020 

Oil on unstretched canvas 

48 x 35.8 cm (Image size) 

170 만원 (액자포함) 



박철호 Park Chel Ho b.1965 
 

박철호는 1965년 우성 경상북도에서 태어나 1992년 계명 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녔다. 세 남매의 둘째 아이로서 그는 고향의 산들과 그가 내면에서 본 추상적 

인 모양과 자연스러운 닮은 꼴을 관찰하며 자연과 밀접하게 자랐다. 자연에 대한 그의 관

심과 대학 졸업 후 실험적인 작업은 재료와 인쇄 과정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

다. 작가로 활동하면서1996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1년간 공부했다. 새로운 창작 

작품에 대한 열망과 대구로 돌아온 그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인쇄 매체와 결합 된 회

화 작업을 시작했다. 

 

박철호는 자연의 의의를 깊이 접했고 자연과 사람의 끊임없는 순환의 조건이 그의 작업

의 중심 요소가 되었다. 어린 시절의 자연의 경이로움에 주목하면서 쓰나미와 폭풍과 같

은 환경 재해는 자연의 유해한 흐름과 의사 소통하는 자의식을 주었습니다. 1990년에 

시작된 “Shape” 시리즈에서 “New” 시리즈, “Leaf”시리즈, “Honeycomb” 및 “Flower”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업은 모두 자연의 일부를 순환하는 인간의 삶을 필요로 합

니다. 2015 년부터 그는 린넨 천을 자발적인 형태로 자르기 시작하여 유기적인 시간 흐

름을 설명하기 위해 공간적 깊이를 만듭니다. 천의 층은 공기와 빛이 그들 사이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함께 쌓입니다. 또한 사각형 프레임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억제되지 않은 순

수한 희망을 표현합니다. 



Ripple, 2021 

Acrylic on linen 

33 x 28 cm 

120 만원 / 점당 (액자포함) 



한영수 Han Youngsoo  (1933 ~ 1999) 

 

한영수의 사진들은 놀라움으로 다가 온다. 흠잡을 곳 없는 구도와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Henri Cartier-Bresson) 이나 데이비드 시무어(David 

Seymour, Chim), 마르크 리부(Marc Riboud)와 같은 초기 매그넘 작가들의 작품들을 연상시킨다.  

 

1933년 개성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영수는 어린 시절 그림에 재능을 보였고, 사진을 취미로 가지게 

되었다. 한국전쟁(1950-1953)에 참전해 최전선에서 전투를 치러야 했던 한영수는 전쟁이 끝난 후 서울로 

돌아와 황폐해진 도시의 모습을 마주해야 했다.  

 

사진작가의 길을 선택한 그는 한국 최초의 리얼리즘 사진 연구단체인 ‘신선회’에서 사진가로서의 활동을 시

작했고, 서울이 현대화된 도시로 탄생하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목격할 수 있었다. 그의 사진들은 도시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 통해 급속히 자리를 잡아가는 현대 도시문화를 탐색했으며, 그가 한국전쟁 이

후 약 10년 동안 남긴 서울의 모습은 가장 풍성하면서도 인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 는 시각적 기록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이후 1960년대 한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그는 한국의 광고 및 패션 사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한영수사진연구소를 1966년에 설립했으며, 수많은 사진 단체와 문화 기관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그의 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그리고 로스엔젤레

스의 LACMA(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뉴욕의 국제사진센터(ICP,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헝가리사진박물관 등 국내외 유명 미술관 및 박물관에 영구소장 되어있다. 



서울 명동 Myeongdong, Seoul, Korea 1956-1963 

 

Medium : Toned Gelatin Silver Print 

Paper Size : 50.8cm × 40.6cm(20inch×16inch) 

Image Size : 45cm × 30cm(18inch×12inch) 

Date of Print : 2021 

Edition 30 

 

350 만원 (액자포함) 



서울 노들섬 Nodeulseom, Seoul 1956-1963 

 

Medium : Toned Gelatin Silver Print 

Paper Size : 50.8cm × 40.6cm(20inch×16inch) 

Image Size : 45cm × 30cm(18inch×12inch) 

Date of Print : 2021 

Edition 30 

 

350 만원 (액자포함) 



서울 명동 Myeongdong, Seoul, Korea 1956-1963 

 

Medium : Toned Gelatin Silver Print 

Paper Size : 50.8cm × 40.6cm(20inch×16inch) 

Image Size : 45cm × 30cm(18inch×12inch) 

Date of Print : 2021 

Edition 30 

 

350 만원 (액자포함) 



서울 명동 Myeongdong, Seoul, Korea 1956-1963 

 

Medium : Toned Gelatin Silver Print 

Paper Size : 50.8cm × 40.6cm(20inch×16inch) 

Image Size : 45cm × 30cm(18inch×12inch) 

Date of Print : 2021 

Edition 30 

 

350 만원 (액자포함) 



서울 명동 Myeongdong, Seoul, Korea 1956-1963 

 

Medium : Toned Gelatin Silver Print 

Paper Size : 50.8cm × 40.6cm(20inch×16inch) 

Image Size : 45cm × 30cm(18inch×12inch) 

Date of Print : 2021 

Edition 30 

 

350 만원 (액자포함) 



서울 명동 Myeongdong, Seoul, Korea 1956 

 

Medium : Toned Gelatin Silver Print 

Paper Size : 50.8cm × 40.6cm(20inch×16inch) 

Image Size : 45cm × 30cm(18inch×12inch) 

Date of Print : 2021 

Edition 30 

 

350 만원 (액자포함) 



KENNY SCHARF  케니샤프 (b.1958) 

 

1980년대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서 젊은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갤러리 공간에서 벗어나 퍼포먼

스와 실험적인 예술을 펼쳤다. 케니 샤프는 그 당시 키스 해링, 장 미셸 바스키아 등과 함께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미국의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상 과학만화 캐릭터와 사회적 메

시지를 결합시켜 그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하였고, 커스터마이징 또는 대중만화 캐릭터를 차용하

거나 그라피티를 통해 작가의 작품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다가가도록 노력해

왔다. 그는 동료 작가들의 죽음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팝 초현실주의’, ‘슈퍼 팝’이란 용어를 

만들어내고, 마침내 ‘팝아트의 황제’라는 타이들을 거머쥐었다.  

 

그는 미국의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상 과학만화 캐릭터와 사회적 메시지를 결합시켜 

그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하였고, 커스터마이징 또는 대중만화 캐릭터를 차용하거나 그라피티를 

통해 작가의 작품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다가가도록 노력해왔다.  

 

케니 샤프 (Kenny Scharf)는 1958 년 할리우드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거

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그는 1980 년에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VA)에서 미술 학사 학위를 받

았다.  

 

그는 2018 년 롯데 미술관, Hillstrom Museum of Art, 2016 년 the Nassau County 

Museum of Art, 2015 년 Hammer Museum, Los Angeles; Portland Art Museum, 2004 

년 Pasadena Museum of California Art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케니샤프의 작품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해머 미술관; 뉴욕 현대 미술관; 로스앤

젤레스 현대 미술관; 현대 미술 박물관,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현대 미술관; Stedelijk 

Museum, 암스테르담; 뉴욕 휘트니 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다.  



microlentz, 2019 

Oil and Spray paint on Linen with p/c aluminum frame 

101.5 x 91.5 cm 

$ 72,000 USD (액자포함) 



Blubinity, 2020 

Oil on linen 

61 x 61 cm 

$ 50,000 USD (액자포함) 



PLAID SCHLOPPY, 2017 

Oil, Acrylic & diamond dust on canvas with  

powder coated aluminum frame 

46 x 46 cm 

$ 31,000 USD 



BEEP BEEP, 2017 

Oil, Crystals and Found Objects 

55.9 x 73.7 x 29.2 cm 

$ 50,000 USD 



NINDITYO ADIPURNOMO (닌디티오 아디푸노모) 

 

자바 사회의 보수적이고 공연적인 의식에서 여성들은 특정 의식 행사에서 여전히 

헤어 스타일 (헤어 번 - 헤어 피스)을 착용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콘데 라고 

부릅니다. 각 헤어 피스는 소지자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선사 시대 

마이크로 칩'과 같은 기능을합니다. 

 

Hairbun and Heirloom, 2005 

Vulcanic stone, knitted yarn 

24 x 15 x 9 cm 

Edition 1 of 3 

 $ 1,900 USD 


